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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증인지장애노인과 치매환자에게 

적용한 인지작업치료의 효과

정복희* 

The Effect of Cognitive Occupational Therapy in Community 

Living Elder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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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경증인지장애노인과 치매환자에게 인지작업치료를 적용한 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 우울정도의 효과를 알아봄으로 인지작업치료가 인지기능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2012년 2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일개광역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에 내원한 환자 중 경증인
지장애군 13명과 치매군 19명으로 전체 32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1회 신체기능, 인지기능, craft를 이용한 작업치
료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두군 모두에서 인지기능, 우울감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특히 경증인지장애군은 
치매보다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필요한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 향후 경증인지장애군에서 인지기능회복
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방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경증인지장애,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인지작업치료, 치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gnitive functional improvement of cognitive occupational 
therapy using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executive function and depression tests in 
community living elder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nd dementia. Thirty two elders who diagnosed 
MCI (n=13) and dementia (n=19)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y visited to local elder welfare office and 
nursing care home from Feb. 2012 to Jun. 2012. They received occupational activity program in terms of 
physical activity, cognitive function and occupational function of Craft as the manner of a session per week for 
8 weeks. The cogni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depression score were improved in both group. Furthermore 
in MCI participants, cognitive function scores for concentration and memory functions were significant improved 
more than dementia subjects. Further studie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of novel occupational program for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 and its preventive effects were needed.

Key Word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gnition, Cognitive occupational therapy, Dementia, Mil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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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  향상,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65세가 되면 매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경

우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18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체 인구의 14.3%로 속히 늘어날 것으로 상

하고 있다[1]. 이 듯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퇴

행성 질환인 치매의 유병률이 차 증가하고 있는데 65

세 이상 노인 에서 8.8%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

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2].

치매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인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과 단력을 포함한 이마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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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기능 장애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래하는 것으로 치매라 정의할 때

는 기억력을 포함하여 다른 인지기능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감

소는 일상생활과 련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 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에 향을  수 있다. 최근 치매 질환들에 

한 많은 사실들이 밝 지면서 치매 이 의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 이 의 가벼운 정도의 인지기능장애로 경

증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4]. 경증인지장애의 개념은 어느 정

도의 인지기능장애가 있으나 치매로 진단하기에 아직 충

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에 의하면 이

러한 환자의 경우 향후 수년 안에 알쯔하이머로 발 할 

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치매 환자

의 35~50%는 조기에 발견하여 한 재를 용하면 

더 심한 상태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치매로의 이

행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켜[6] 최 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7].

치매와 련된 재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회상치

료[8], 음악치료[9]. 원 치료[10]. 미술치료[11]. 신체활동

[12]등 다양한 치료  근의 연구가 시도 되었으나 다수

는 단일 재 로그램으로 이 단일 재 로그램은 개

인  취향에 따라 참여와 의욕에서 차이가 날수 있으므

로 인지, 정서, 신체기능, craft 등의 다양성이 포함된 통

합 로그램을 치료에 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13]. 특히 치매는 정신병  행동, 우울증, 조, 

공격성  탈억제, 행동심리증상들을 야기 시키는 복잡

한 질환으로 지 까지 이증상의 주된 치료로는 약물치료

가 제안되고 있으나 임상에서 실제로 느끼는 안타까움은 

약제에 의한 부작용의 문제로 약제를 투약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하고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행동심리증상들

이 존재 한다[4]. 따라서 부작용 없이 경증인지장애와 치

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잔존능력을 최 한 끌어내어 지역

사회에 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능력을 유지, 향

상시키기 한 한 재 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증인지장애와 치

매환자에게 통합 로그램인 인지 로그램을 소개하고 

인지작업치료를 용한 후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 활동 수행능력과 신체기능, 우울수 의 효과를 알

아 으로 인지작업치료가 경증인지장애와 치매환자의 

기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하고  더

불어 인지 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지기능 하를 방하

고자 함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2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일개 역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 과 요양원의 입소 이

거나 외래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각

기 의 동의하에 인지치료를 희망하는 환자  치매사업 

담당자의 조아래 상자를 선정 하 고 상자의 기

은 역시 치매센터소속의 정신의학과 문의의 진단하

에 이루어 졌다. 상자의 선택 기   경증인지장애군

은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 CDR) 

0.5단계로 집에서 기 으로 출석이 가능한 이동군이었고 

치매군(dementia)은 CDR 1~3단계로 시설에 상주하여 일

상생활을 수행하는 거주군으로 분류 하 다. 상자는 

인지작업치료를 진행하기 해 기본 인 지시에 따를수 

있을 정도의 청력, 시력, 이동능력,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치매 진단 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자  약물 복용

이 인지재활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에 인지재활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자를  연구 상자로 하 다. 체 

상자  인지작업치료 재 과정  참여를 포기한 경

증 인지장애군은 8명, 치매군은 6명으로 최종 경증인지

장애군 13명, 치매군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증인지

장애군은 매주 월요일 오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치매

군은 14시 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기 별로 실시되었

으며 평가 시 수행이 가능한 항목은 직  평가 하 고 수

행에 어려움이 있는 평가는 담당 보호자와 기 의 담당 

문 간호사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으로 평가 하 다.

인지작업치료를 해 참여한 학생은 작업치료를 공

으로 임상 실습을 1,000 시간을 이수한 4학년 학생 15인

으로 구성되었고 평가는 두군 표자 1인과 작업치료 

공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학생은 평가와 재를 

해 사  교육을 실시하 고 목 을 충분히 이해하 으

며 두군의 반 인 상황을 돕기 해 역시 치매센터의 

정신보건 간호사 4인, 사회복지사 2인이 참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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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인지작업치료 진행과정은 정원미 등(2008)[7]가 제시

한 비운동과 실인식 훈련, 기억인지 훈련, 집단인지 

로그램의 순서 따라 진행하 으며, 이  집단인지 

로그램 과정에서 수공  활동은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과 

련이 있는 활동  인지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활동

이 선택되었다. 상자는 경증인지장애군 13명, 치매군 

19명으로 구성되었고, 경증인지장애군은 매주 월요일 오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치매군은 14시부터 16시 30분

까지 로그램을 실시하 으며 사 , 사후 평가 2회와 치

료 8회기로 총 10회를 진행 하 다. 인지작업치료 과정과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다.

2.2.1 인지작업치료 과정

1) 인지기능 평가와 재평가   

2) 집단인지 신체활동( 운동, 근력운동): 총20분  

3) 실인식 훈련(Reality Orientation Training;ROT):  

10분    

4) 진  단서소실 기법(Vashing Cue Training;VCT): 

총10분 

5) 시트 활동(Sheets Activity): 총20분

환자의 인지수 에 맞게 지남력, 집 력, 기억력, 실행

력 향상을 한 시트 활동과 테이블 탑 활동 실시[5].

6) 수공 (Craft): 60～90분

회기별로 실시한 수공 는 활동 종료 후 완성하여 결

과물을 본인이 직  소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학생과 치매센터 직원의 도움하

에 진행하도록 하 고 가능한 수행과정에 상자가 극 

참여 하도록 격려 하 다. 8회기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

을 실시하 다(표 1).

<Table 1> Session details of craft from a 
cognitive occupational therapy design

Session        Contents

1st  Making necklace

2nd  Sewing of traditional Korean socks, beoseon

3rd  Music activities

4th  Making paper puzzle

5th  Making a pot stand from tiles

6th  Making miniature thatched house from clay

7th  Making candy-flower basket

8th  Making a kind of baked rice-cake, Gaetteok

2.2.2 평가 도구

1) 실인식훈련(Reality OrientationTraining: ROT)

활동카드를 통한 질문지는 환자 자신에 한 질문과 

가족, 치료자, 시간의 경과과정, 장소, 환경에 한 련

성을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에 따른 한 설명과 훈련

을 실시한 후 10분이 경과되면 활동카드에서 제시되었던 

질문을 기 으로 평가지에 매회기에 수를 기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에 한 기본 인 사실을 기억

하도록 하며 실에 맞는 질문을 통해 치료자와 이야기

를 나 며 재 상황을 악하도록 돕는 평가와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인지 훈련이다[14].

2) 진  단서소실 기법(Vashing Cue Training: 

   VCT) 

작업기억과 집 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로 주민번호 를 기억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단서를 여 가면서 기억의 용량과 회상간격을 

늘려 주는 방법으로 평가와 치료가 같이 병행된다[14].

3) 알 인지행동수  평가(Large Allen Cognitive 

Level Test; LACL)

가죽 , 가죽끈을 이용하여 홈질, 감칠질, 코도반 바느

질을 언어지시와 함께 시범을 보인 후 환자의 바느질 수

행정도에 따라 3.0에서 6.0까지 수화 되어 있다. 3.0인 

경우 물건을 쥘수 있는 18-24개월의 인지 기능을 가지며 

6.0 인 경우 건강과 련된 험을 고려하여 미래의 계획

을 세울수 있음을 나타낸다[15]. 

4) 기능 독립수 측정(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의사소통과 인지기능이 포함된 일상생활 평가 도구로 

찰과 면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의 양과 형태를 기 으

로 결정하는 평가 도구로 운동성 13개, 인지 5개로 총 18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독립 인 수행 정도에 따

라 최  7 에서 최  1 을 다[16]. 

5) 한국형 수단  일상생활 활동평가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K-IADL)

한국형 수단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가정  지역사

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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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32)

MCI
(n=13)

Dementia
  (n=19)   P 

Age 81.48±7.74 80.77±6.92 82.00±8.44 .446 

Sex  .194

     Male 6(18.7) 4 2  

     Female 26(81.3) 9 17

Religion  .093

     Yes 14(43.8) 8 6

     No 18(56.2) 5 13

Source of 
cognition 
impairment

 .406

 Alzheimer 31(96.9) 12 19

 Vascular 1(3.1)  1  0

Education   .024
*

No school        
education 20(62.5)  5 15

Elementary       
school

8(25)  4  4

 Middle school 2(6.3)  2  0

Over high        
school 2(6.3)  2  0

Alcohol, Yes 2(6.3)  2  1  .157

Smoking,Yes 1(3.1)  0  1  .000

Job  .431

Agriculture 7(21.9)  2  5

None 15(46.9)  6  9

House          
   keeping

 7(21.9)  3  5

Business,       
   office 2(6.3)  2  0

Health status
    Not good

3.34±1.00 2.80±0.75 3.59±0.98  .089

Current           
  illness

       
.453

아보기 해 몸단장, 집안일, 식사 비, 빨래, 교통수단 

이용, 리, 화사용, 물건사기(쇼핑), 근거리 외출, 

약 챙겨 먹기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7].

6) 노인우울척도 검사(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GDS)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척도로 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의 우울증상을 선별하기 

한 검사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니

오로 응답한다.  합산 수가 13  이하인 경우 정상범

에 속하며 22  이상인 경우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18].

7) 균형능력평가 검사(Berg`s Balance Test: BBT)

버그 발란스는 노인의 균형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 도

구로 14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앉기, 서기, 

자세변화의 3개 역으로 나 다. 최소 0 에서 최고 4

을 용하고 14개 항목에 한 총합은 56 이다. 결과 해

석은 (1)1단계는 낮은 균형, 의자차사용, 보조자 도움필

요하며 (2) 2단계는 균형 유지, 보조기 사용, 약간의 도움 

필요하고 (3)3단계는 넘어짐 험이 증가로 보조기 필요

도 증가 (４)４단계는 간혹 균형감 하  균형 훈련  

지지물 의지가 필요 (5)단계 균형능력 우수하여 독립활

동 가능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9].

2.2.3 통계분석

모든 상자는 MCI군과 치매군으로 나눴으며, 통계 

분석은 두 군간 차이 그리고 인지작업치료의 재 , 후

의 호 도를 분석하 다. 나이, 성별, 종교, 인자장애의 

원인, 교육, 음주, 담배, 직업, 건강상태, 재 질병 상태 

등의 상자의 일반  특성은 Mann-Whitney test나 χ² 

test를 이용하여 두 군간 차이를 분석하 다. 체 상

자 그리고 각 군에서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우울증, 균형에 한 인지작업치료의 재 , 후에 비교

를 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 다. 두 

군에서 지남력과 암시 훈련의 모든 치료 시 의 평균값

비교와 각 치료시 에서 평균값 비교를 해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 다. 모든 조사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1.5 Standard)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통계 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총 32명의 상자로 경증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군은 13명, 치매(dementia)

군은 19명으로 구성되었다(표 2). 평균연령은 81.48세

으며 여자가 81.25%로 다수를 차지하 다. 상자의 건

강상태는 ‘그 지 못하다’ 단계에 속하 다. MCI와 치매

군으로 구분하 을 때, 교육에서 치매군의 교육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연령, 성별, 종교, 인지장애

의 원인, 음주 유무, 흡연 유무, 직업, 건강상태, 동반질환

에서는 두군간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표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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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4(12.5)  1  3

Musculoskeletal    
 disease

13(40.6)  4  9

Neurological       
disease 1(3.1)  0  1

Endocrinopathy 2(6.3)  2  0

Other 5(15.6)  3  2

None 7(21.8)  3  4

*P<0.05 by Mann-Whiney test or Chi-square test, MCI: Mild 
Cognition Impairment

3.2 전체 대상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감, 균형감에 대한 평가 통계분석  

체 상에서 인지훈련의 재 후에 RST(단어, 시

간)와 K-IADL, BB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ROT, VCT, FIM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표 2). ACL, LOCA-G, Depression test에서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호 을 보 다(p<.01, 표 3).

<Table 3>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function, 
activity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balance function in whole subjects

MCI Dementia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ROT 6.32±1.44 6.91±1.11  .027* 3.24±2.30 3.47±1.58  .067

VCT 4.96±2.15 6.64±2.33  .011* 0.40±0.95 0.58±1.17  .059

ACL 5.69±2.39 5.82±2.33  .023
* 4.01±0.60 4.26±0.51  .006**

FIM 110.85±19.04 112.23±17.96  .058 86.84±24.56 89.37±23.37  .111

K-

IADL
25.54±14.47 25.85±15.01  .450 26.50±7.07 26.56±6.78  .905

GDS 12.83±8.16 11.25±8.10  .016
* 16.41±7.19 13.82±7.88  .021*

BBT 42.33±14.22 42.83±14.50  .109 33.90±14.07 33.70±13.38  .916

*P＜.05, *P＜.01 by Wilcoxon signed ranks test, MCI: Mild Cognition 

Impairment, ROT: Reality Orientation Training, VCT: Vanishing 

Cue Training, ACL: Allen Cognitive Level Test, FIM: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K-IADL: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GDS: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BBT: Berg's 

Balance Test

3.3 MCI와 dementia 군에서 인지훈련 후 인

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감, 균형감에 

대한 평가  

MCI 군에서는 인지훈련의 재 후 RST(단어, 시간)

와 K-IADL, BBT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ROT, VCT, ACL, LOCA-G, 우울감에서는 유의

한 호 을 보 다(p<0.05, 표 3). 치매군에서는 인지훈련

의 재 후에 우울감과(p<0.05), ACL, LOCA-G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호 을 보 다(p<.01, 표 4).  

<Table 4> The difference of MCI and dementia 
groups in average values of the 
orientation and cue training

MCI Dementia P

ROT 6.58±1.25 3.38±0.98 .001
**

VCT 5.83±2.12 0.60±1.21 .001**

*P<.05 **P<.01 by Mann-Whiney test, MCI: Mild 

Cognition Impairment, ROT: Reality Orientation Training, 

VCT: Vanishing Cue Training

3.4 MCI와 dementia군에서 인지훈련 후 인

지기능

MCI군은 치매군에 비해 ROT, VCT에서 높은 총 을 

보 으며(p=.001, 표 4). 치매군의 VCT를 제외한 ROT와 

MCI군의 ROT, VCT는 인지훈련 재 후 매번의 세션마

다 향상된 수를 보 다[그림 1]

[Fig. 1] The trend of values of reality orientation 
training (ROT) and vanishing cue 
training (VCT) by time sequences

4. 고찰

4.1 결론

본 연구는 일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증인지장애와 

치매환자에게 통합 로그램인 인지 작업치료 로그램

을 소개하고 인지작업치료를 재한 후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활동 수행능력, 신체기능, 우울수 의 효과를 알아

으로 인지작업치료가 기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을 목 으로 한다. 인지능력의 

감퇴는 정상 인 노화에서도 생기고 매우 서서히 진행되

므로 치매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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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blad 등[20] 에 의하면 치매 단계인 경증인지장애

는 기억장애 뿐 아니라 시공간 기능이나 언어능력, 두

엽 기능 등 다양한 인지능력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증 인지장애가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여 치매로 

이환되면 인지기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

지 기능을 침범 한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더불어 조기 

치료는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3].

치매의 치료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호 시키는 목 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으로 의미가 있는 

통합  치료가 필요하다[21]. 본 연구에서도 통합  근

의 개념으로 신체활동, 인지기억 훈련, craft를 이용한 작

업치료를 주 1회 8주 동안 8회기를 실시한 결과 두군 모

두 인지기능과 우울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실인식 훈련(ROT)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시

간, 장소, 사람 지남력에 한 질문을 한 후 답하게 함

으로써 지남력 장애를 지연시켜 길을 잃지 않고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방

법으로 조기 어센터에서 실인식 훈련은 체계 인 

략의 필요함을 강조하 고[22]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실인식훈련은 인지기능에 향상을 가져왔다는 보고도 

있었다[23] 본 연구에서 치매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비교  지남력이 좋은 경증인지장애군에서 지속 인 

훈련을 통해 시간, 장소, 사람에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

서 치료 후 유의한 효과를 보 다. 

진  단어소실(VCT)은 특정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에 단서를 제공하고 정보가 

학습됨에 따라 단서의 일부분을 차 으로 여나가 최

종 으로 단서 없이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진  

단어소실 재는 기억 향상을 돕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보고 하 는데[24] 본 연구에서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뒷 번호부터 기억하도록 훈련한 결과 경증인지장애군에

서 향상을 보 다. 경증인지장애군은 실인식 훈련과 

진  단어소실에서 매 치료회기에 치매군에 비해 높은 

수를 보여 인지 재활의 조기 재의 요성을 시사 하

다. 인지기능  알  인지기능 평가(ACL)는 가죽끈과 

가죽 을 환자에게 제공한 후 환자에게 홈질과 감침질, 

코도반 바느질을 3회 언어지시와 함께 시범을 보여 평가

하는 방법으로 수행정도에 따라 환자의 도움의양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증인지장애군

과 치매군 모두에서 통계 으로 의미가 있었다. 

노인환자에서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기 해서 사용하

는 치료 근 방법은 장애에 따른 진단과 재활 과정, 치

료의 복 결합에 필요성을 제시하 는데[25] 알 평가

(ACLl)도구는 경증인장애와 치매환자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바느질 활동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수행하는 것으로 바느질 활동은 본 연구의 인

지치료에서 사용한 craft의 한 방법으로 Craft 활동은 좌

뇌의 언어 , 분석 , 세분화 기능과 우뇌의 직감 , 감정

, 상상력과 계된 기능을 통합하여 작업에 집 하는 

능력을 향상 시켜  뿐 아니라 바느질과 같은 수공  활

동은 과거의 노인들이 살아온 경험과 축 된 자료의 연

합을 통해 뇌의 역을 활성화 시켜 목 있는 활동을 수

행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26]본 연구에서 8주 동안 사

용한 Craft는 환자가 기본 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하

고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

록 제공되었으며 수공 품을 제작하는 동안 문제해결 능

력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학습을 통한 모방 능

력, 실수 후 다시 수정하여 반복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두군 모두에서 인지기능에 향상을 가져 왔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일상생활 활동과 균형능력은 두군 모두

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 부분 로그램이 인지기

능 회복에 편 되어 실시되었던 이유로 생각된다. 류경

희, 강연욱 등[27]은 GDS를 이용한 우울감 평가결과 다

수의 치매 환자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하여 더 우울하며 

GDS 하  항목인 4개 요인, 즉 ”일반 인 우울감,” “걱정 

 불안감,” “불행감”과 “인지기능 하  사회  활동 

감소”의 각 요인별 수를 비교한 결과 치매 환자집단이 

네가지 요인 모두에서 정상 노인 집단보다 높은 수를 

얻음으로써 치매 환자들은 어떤 특정한 우울 양상을 나

타내기보다는 반 인 우울함이 있음을 보고 하 고  

황윤정, 이강숙[28] 등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에게 과제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습 화하고 규칙 으로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작업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

울감과 인지기능이 증가하 음을 보고 하 는데 본 연구

에서도 우울감은 두군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을 한 치료  근은 환자의 

사회 인 역할을 포함한 일반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룹 활동과 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 치료 내

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억력, 언어능력, 집 력, 실행능

력이 활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습득될수 있어야 한다

[29]. 본 연구에서 craft를 이용한 로그램은 환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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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 그룹 내에서 

함께 어울려 로그램이 진행되어 치매환자가 재료를 선

택하고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자신의 흥미와 

가치 , 과거의 경험, 선택한 활동 로그램에 한 지속

인 동기 부여를 통해 자신에 한 자존감과 더불어 환

경에 숙달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경증인지장애와 치매환자에서 의미가 있고 정 인 환

경 , 사회 , 신체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는 에서 인

지기능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상자의 수가 고, 단기간

의 인지 제를 시행하 으며, 인지 제 방법과 용 방

법, 그리고 인지평가가 표 화되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한 치매질환 자체

가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연구 시 에서 다양한 치

매환자를 하나의 단일 질환군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

하 기 때문에 다양한 편견  변수가 작용하 을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상자를 세분하

고 보다 포 이고 표 화된 인지 제법을 용하여 장

기간의 종  포  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2 제언

치매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

지기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침범한다. 치매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호  시키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실제 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용하는 

통합  치료가 필요하다. 통합치료는 신체기능, 인지기

능, craft를 이용하여 환자의 기능을 최 한 사용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차별화

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로 하여  스트

스가 고, 친숙한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 자존감을 강

화하여 지속 으로 치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치

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증상완화를 한 가장 효

과 인 방법으로 인지기능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경증 인

지 장애 노인과 치매 환자의 인지작업치료는 효과 인 

치료 방법이며 경증인지장애 노인의 독립 인 삶을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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